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오늘날 소프트웨어 개발에서 테스트의

중요성은 부각되고 있다. 그러나 프

로젝트가 시작되고 진행되면서 일정위기가

닥칠 때 제일 먼저 줄이는 부분이 테스트 관

련 일정인 것을 종종 보게 된다. 이는 결국

소프트웨어의 품질을 희생하는 결과를 낳게

되는 악순환을 반복한다. 사람들은 같은 말

을 반복해서 빈번하게 듣게 되면 그에 해

내면으로 사실화하는 경향을 가지고 있다.

실제 소프트웨어 테스트에 해 개념적인

이해가 정확하지 않고, 테스트라는 단어를

일회성 단순 논리로 취급하기 쉽기 때문에

테스트를 한 번도 제 로 배운 적이 없다면

겸손해질 필요가 있다. 『Software Testing,

2nd Edition』은 겸손한 소프트웨어 엔지니

어들을 위한 흥미롭고 재미있는 읽을거리가

될것이다. 

버그 제 로 알기

버그란 첫 번째 소프트웨어가 제품 명세서

에서 동작하도록 명시된 일을 수행하지 않

는 경우, 두 번째 소프트웨어가 제품 명세서

에서 동작하지 않도록 명시된 일을 수행하

는 경우, 세 번째 소프트웨어가 제품 명세서

에서 언급하지 않은 일을 수행하는 경우, 네

번째 소프트웨어가 제품 명세서에서 언급하

지 않지만 해야 하는 일을 수행하지 않는 경

우, 다섯 번째 소프트웨어가 소프트웨어 테

스터의 관점에서 이해하기 어려워 사용하기

힘들고, 느려서 사용자에게 직관적으로 편

리하게느껴지지않는것으로정의한다. 

이러한 버그의 정의가 혼란스럽다면 바로

지금이 소프트웨어 테스팅을 공부해야 할

때이다. 이제까지 알고 있었던 버그에 한

고정관념을 깨뜨리고 새로운 시각으로 소프

트웨어와 테스트를 바라보라. 그리고 그 속

에서 벌어지는 버그와의 역학관계를 주목해

보라. ‘Pesticide Paradox’라는 용어가 이

책 초반에 등장하여 뒷부분에서도 여러 번

언급된다. 1990년에Boris Beizer가자신의

책『Software Testing Techniques, 2nd

Edition』에서 소프트웨어를 테스트하면 할

수록 소프트웨어는 테스트에 한 면역이

생기는현상을설명하기위해‘살충제내성’

이라는 신조어를 만들어 냈다. 반복적인 동

일한 테스트를 진행하는 소프트웨어는 테스

트에 내성이 생기게 되는 역학관계 때문에

소프트웨어 테스터들은 프로그램의 다른 부

분을 점검하고 더 많은 버그를 찾는 새롭고

다양한 테스트를 지속적으로 사용해야 함을

의미하는말이다.

실패 테스트 vs 성공 테스트

개발자에게 테스트를 맡겨 놓으면 아마도

성공할 수밖에 없는 테스트를 할 것이다. 그

리고 아무런 의심없이 이런 결과를 받아들

여 테스트를 종료하고 소프트웨어를 출시한

다면 아마 그 뒤에 닥칠 재앙을 위해 담당자

는 천문학적인 보험을 들어야 될지도 모른

다. 이 책에서는 테스트 조직 구성에 한

몇 가지 모델을 보여주고 있다. 가능하면 테

스트 조직은 독립적이어야 한다. 테스트 조

직은 객관적으로 실패와 성공 테스트를 비

중있게 수행하여 편견을 가지지 말아야 한

다. 개발자 그룹과 적 적인 관계를 가지는

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얼마나 도움이 되는

가를 설명하고 인간적으로 친 도를 높여

서로가 도움이 된다는 인식이 밑바탕 된다

면 가장 경쟁력 있는 소프트웨어 개발 그룹

이 될 것이다. 소프트웨어 테스터가 세련된

화의 기술을 구사한다면 그보다 더 좋을

수는없다. maso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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버로 활동 중이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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